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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게시판

커리어넷을 활용한 자녀 진로정보 찾기!
중학교 시기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학과에 대한 학과개요, 개설대학, 학과전망 등을 확인할 수

적성을 알아보고 진로에 대해 탐색하는 시기입니다. 학교에서는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학기 초에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특히 열린진로정보 잼의 직업 및 학과 정보, 우학소를 통해 해당

주로 진로심리검사, 직업 ․ 학과정보 찾아보기, 진로상담 등에

학교별로 학과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 것으로, 이 모든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진로
정보망이 있습니다. 바로 커리어넷인데, 이곳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Q4. 요즘 뜨고 있는 직업정보가 궁금해요.
e-진로채널은 주요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Q1.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드림주니어는 MBC에서 방송하는 리얼

중학생 대상의 심리검사로는 직업적성

직업체험 TV프로그램으로서 국내외

검사, 직업흥미검사(K형, H형), 직업

신직업과 신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관련된 미래 신직업

가치관검사, 진로적성검사가 있습니다.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로탐색 프로그램인 아로플러스를
통해 자기이해 또는 선호 직업에 따라 4가지의 검사를 실시하고

Q5. 매주 새로운 진로소식이 궁금해요.

적성과 흥미, 관련된 직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종합하여 결과표를

드림레터는 학부모 진로소식지로 직업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및 학과정보, 자녀진로상담사례, 진학
정보, 최신 진로소식 등을 학기 중 매주

Q2. 학부모도 진로상담을 할 수 있나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를

자녀가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고,

대상으로 주 2회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진로레시피

학부모가 자녀 진로문제에 대해 상담을

(오디오 팟캐스트 방송)를 방영합니다.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월 한 가지
선정된 직업에 대해 질문을 남기면

Q6. 이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나요?

진로 ․ 직업 ․ 진학 전문가로 구성된 진로솔로몬이 해당 직업과

맘에쏙 진로는 학부모를 위한 진로정보 모바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진로솔루션이 있습니다.

앱입니다. 자녀의 학년별로 부모의 역할
진로지도 팁(TIP), 지역별 진로체험 등 진로

Q3. 다양한 직업 및 학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정보를 포함해 자녀 진로에 대한 진로상담,

중학생 자녀가 관심 있는 주요 직업과

드림레터와 진로레시피, 진로동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과에 대해 스스로 알아볼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직업세계’ 등 자녀의 진로교육에 참고할

해주세요. 직업 정보에서는 주요 직업에

수 있는 각종 진로정보를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한 직업개요와 취업현황 및 문의기관,
직업전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과 정보에서는 주요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드림 직업 • 학과 정보

*

진로 관련 소식(행사, 기관, 정보 등)을 dream@krivet.re.kr로 알려주시면 지면에 소개하겠습니다.

